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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아이커머

설립연도 : 2002

홈페이지 : www.icomer.com

사업분야 : 
· Internet Data Center Consolidation

· Intelligent Consolidation Management Solution

· System Solution 컨설팅 제공 및 M/A

The way of ICOMER :
2002년 창립이래 소중한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Consulting, Technology, Outsourcing 능력배양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ICT Engineering 전문업체로 성장했습니다.

21세기에는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에 적극적인 R&D 투자로 통합관제 시스템 제품개발과 ICT, 인간, 자연 환경의 결합을 통한 

Contents로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아이커머는 Change, Challenge, Win-Win! 정신으로 최적의 솔루션과 서비스로 고객, 주주, 임직원 여러분에게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ICOMER 대표이사   심  영  길

ICOMER 회사개요



미션과 비전

R&D
Investment

HR
Development

Customer
Satisfaction

Improvement
in Quality

Global
Management

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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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과 비전

HUMAN

BUSINESS

Change
Challenge
Win-Win

Smart
Green
Economic

Passionate
Creative
Sharing

Design
Eco-friendly
Efficiency

Realization of values through individuals, 
 team and enterprises

Realizing a vision of the future society

With your continuing interest,
ICOMER will become a global ICT service
provider by achieving the vision of a green ICT
and incorporating ICOMER’s core values.

With your continuing interest,
ICOMER will become a global ICT service
provider by achieving the vision of a green ICT
and incorporating ICOMER’s core values.

mission

Creation  of social values

Customer Satisfaction

02   mission

01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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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Map

· UbiGuard-FMS

· UbiGuard-RTLS

· UbiGuard-INNOWATCH

· IDC Solution

· SCACS

· Water Proof
     Ceiling Solution

· IT 인프라

· HPC

· 가상화

· 클라우드

· 통합유지보수



IDC  
Solutions



1. IDC Solution

2. SCACS

3. Water Proof
     Ceiling Solution

- 사업 소개

- 구성도

- 서비스 부문

- 구축 방향

- 기대 효과

- SCACS 소개

- 주요 구성

- 솔루션 도입 전후 비교

- 기대 효과

- 설치 목적

- 설치 효과

- 구축 순서

- 설치 구성



IDC solution
IDC solution

구성도

서비스 부문

사업 소개

IDC 솔루션이란 최근 정보산업분야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및 통신설비의 중요성이 급부상되고,

전산시설의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에서 기존 전산 센터와 차별화된 최상의 IDC center를 구축하여

고객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드립니다.

UPS

분전반

항온항습기

소방설비

음향설비

Console Desk

Magic Screen

향온항습 설비

영상음향 설비

소방설비

보안설비

인테리어

네트워크 공사

전원설비

이중마루

· 항온항습기

· 냉각탑

· 수배관

· Beam Project

· DLP Cube

· AV 회의실 등

· Halon

· NAFS-Ⅲ

· FM-200

· RF Card

· 지문인식기

· CCTV/DVR 등

· 금속, 경량칸막이

· 천정, 등박스

· MDF, 카펫타일

· UTP, 광Cable

· Patch Panel

· Outlet

· 발전기/UPS

· 분전반/Tray

· 간선/접지등

· OA Floor

· 면진 이중마루

· Access Floor

영상설비



·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

· 최상의 시공방법과 Spec. 적용

· 완벽한 출입통제 및 보안대책 제시

· 각종 장비의 장애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최상의 전산 인프라 제안

비상발전기

FMS(UbiGuard)

UPS

지문인식

항온항습기

CCTV

소화설비

미라클 글라스

이중마루

Multi-Cube

02 설계 03 시공

기대효과

구축방향

Green Data Center

최고 수준의 글로벌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기반 수립

· 그린 데이터센터를 위한 목표, 기본요건, 개념 설계안 수립

· 글로벌 탄소 규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설비 구축의 기반 마련

·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운영비용절감 및 기업이미지 향상

위험 요소 완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

· 컨설팅 - 구축 - 이전 -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 사업 과정의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설계안 도출

·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낭비 최소화

·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센터 구축 목표 수립

IT서비스 가용성 향상

IT서비스 가용성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 국제 표준에 맞는 가용성 레벨을 기준으로 하는 인프라설비 구축안 도출

· 고객사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기반설비 요구사항 수용

· 향후 IT 서비스 품질 향상의 기반수립

01컨설팅 04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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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solution
SCACS (Smart Cold Aisle Containment Solution)

주요 구성

SCACS 소개

SCACS(Smart Cold Aisle Containment Solution)란 데이터 센터 내부의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Containment로

완전히 분리하고 그 내부에 균등한 정압을 유지 및 일정한 공조공급을 제공하는 지능형 컨테이너 솔루션입니다. 

Cooling 시스템의 Zone별 공조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뿐 아니라 IT 장비의 운영 편의성을 증대시킵니다. 

| 기존시스템 공조 흐름

Cold aisle containment reduces cold air bypass of the server inlet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Containment로

    완전히 분리하여 최적의 공조환경 제공 

·Containment 내부에 균등한 정압이 유지되어 

    일정한 공조공급

·기존의 Return 온도 감지

    → Containment  내부의 Supply 온도 감지 운용

·공기 조절 형 에어그릴을 통하여 각각의

    Containment에 일정한 온도 제공

소화레일

B
lin

d
Fra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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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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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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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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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AD

Door

Blind

소화레일

Polycarbonate

Painting

Containment 내부 온/습도, 환경감지

Swing/Slide Door, 자동 Close

Flexibility로 Rack 높이에 상관없이 교체 용이, 이중보온 /보냉 효과

소방연동을 통한 자동 개폐

대전방지, 방오, 스크레치, 탈색 방지

정전페인팅, 180℃ 액상소부 도장



기대효과

솔루션 도입 전후 비교

에너지 절감 효과

· 항온항습기 소비전력 20% 에너지 절감

· 투자대비 회수율(ROI) 평균 3.5년

· 정부“그린데이터센터인증제”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경쟁력 확보(PUE 2.3 → 1.8)

기술적인 효과
· Containment 내부에 균등한 정압이 유지되기 위한 온도와 풍량이 공급되어 전산장비에 최적화 운영환경 제공

· 항온항습기 가동회수가 줄어 수명연장 및 고객사 투자비 절감 IT장비 수명연장

· 탄소배출량 절감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

운영적인 효과

· 온/습도, 전력, 보안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로 운영의 편의성 증대

· 지능형 통합관리를 통한 부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장애관리, 이력관리

· Facility 자원의 자산정보 및  운영패턴 분석을 통한 향후 설비수용 예측 및 교체주기 이력관리

공조 개선 전

열기 및 냉기가 서로 뒤섞여서
냉방 효율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과다한 온도 설정

열기 및 냉기 흐름

열 분포

COLD AISLE의 통로를 차폐시
 냉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

냉방 효율을 향상시켜 냉방기 사용 에너지의 절약

공조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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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solution
Water Proof Ceiling Solution

방수천장 설치 목적

방수천장 설치 효과

방수천장 구축 순서

· 팬 코일 설비 및 공조배관의 동파 및 노후화로 인한 누수 피해 예방

· 상층부 및 천장 내부 수배관의 파손에 따른 피해 예방

· 상층부 또는 건물 화재 발생 시 스프링쿨러 동작 및 소화활동을 위한 소화액에 의한 피해 예방

·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스프링쿨러 동작에 따른 피해 예방

· 천장 내부의 결로에 따른 누수사고 피해 예방

· 천장 내부의 분진을 차단하여 깨끗한 내부 환경 확보

· 누수 된 물을 불 투수성 재질의 방수천장 판으로 1차적인 차단

· 경사를 가진 배수 모듈바를 통한 신속한 집수 및 배수

· 누수 된 물을 집수하여 외부로 배출

경량화 천장 설치 배수 모듈바 설치

천장 텍스(마이톤) 설치 누수 시험

방수 천장판 설치



· 주로 소규모 전산실에 적용하며 기존 건물 천장

     형태와 유사하여 미관이 우수하고 기존 천장 형태로

     마감하여 고객의 거부감 없음

· 천장높이 조절이 용이하여 가스소화설비 및 공조

     설비 용량의 부담감소

· 마이톤 설치로 흡음 기능 향상

· Slim-Type 조명 사용

· 천장 면 하부에 퍼지 앙카를 사용하여 천장을 통한

     여러 시설물(통신 트레이 등) 설치 가능

· 방수 천장 면 과 일반 천장 면 사이 공간을 공조의

     RETURN 공간으로 사용

· 천장 RETURN GRILLE은 마이톤 크기로 제작하여

     발열이 높은 지점에 가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효율적 대응이 가능

· 천장 높이가 여유가 있고 일반적인 마감 형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적용

· 전산실/수변전실/UPS실/통신실 등에 주로 사용

     하여 상부 TRAY 설치 및 시설물 설치에 유리

· TRAY/덕트/배관 설치가 용이

· 방수천장 시스템 하부는 노출 천장 마감으로 천장

     높이 확보에 유리

· 장비 설치 후 조명은 RACE WAY 방식으로 설치

     하여 위치 변경 용이

방수천장 구성

| 표준형

| 공조형

| 설비형

하수관 “C” 채널

덕트 설치 트레이 설치 배관 설치

천장의 일반 텍스

천장 텍스(마이톤)

천장의 방수면

공기 순환 통로

하수모듈관

하수 모듈

방수 패널

등기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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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Guard  
Solutions



1. FMS

2. RTLS

3. INNOWATCH

- FMS 소개

- 구성도

- 주요 기능

- 메인 화면

- 주요 관제 분야

- RTLS 소개

- 구성도

- 시나리오

- 메인 화면

- 기대 효과

- INNOWATCH 소개

- 구성도

- 제품 구성

- 메인 화면

- 주요 기능



U-solution
UbiGuard-FMS(Facility Monitoring Solution)

UbiGuard-FMS 소개

구성도

주요 기능

FMS(Facility Monitoring Solution)란 인터넷 데이터센터, 통신기지국 등의 설비 및 환경에 대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입니다.

설비 상태 및 성능 관리

보고서

설비 및 환경관제

데이터 수집 장치

FMS Server

보안

장애관리

설정 및 권한 관리

자산 관리 모바일 모니터링

대쉬보드 서버 관리

· 실사 이미지 실시간 상태관리
· 다단계 트리 창 실시간 상태관리
· 설비 별 성능 관리
· 성능 데이터 저장

·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 보고서를 통한 장애 패턴 분석
· 보고자료 활용

· 다양한 장애 경보(5단계)
· 다양한 장애 통보(Pop-up, Image,
     Sound, SMS, E-mail)
· 장애내역 관리

· 설비 및 센서 별 경보등급 설정
· 관리자 별 등급설정
· 사용자 별 설비 할당

· 설비 이력 입력/수정/조회
· 설비 작업 내역 관리

· 스마트 폰 모니터링

· 통합관제 뷰어 · 서버 자체 내의 상태 모니터링

Network

Dry Contact

온/습도누수센서 소방 분전반 정류기 HVAC UPS 온/습도

Serial TCP/IP

출입통제 CCTV

TCP/IP



항목 모니터링 내용

메인화면

주요 관제 분야

경보 확인

그룹 계층도

단축 버튼
맵 토폴로지

화면 관리

설비계층도

경보내역

설비 상세정보

UPS

항온항습기

누수

전력

온/습도

출입통제

CCTV

· 상태정보 : 입력 전압/전류/전력량, 출력 전압/전류/전력량, 충방전 전류, 배터리 전압/전류 등

· 경보 : 바이패스, 정전, 배터리 방전, 온도과열, REC FUSE FAIL 등

· 상태정보 : 동작, 팬, 압축기, 냉방, 난방, 가습, 제습, 히터, 급수밸브 등

· 경보 : 압축기, 히터, 과전류, 저 전류, 물 부족, 고온, 팬, 누수, 센서이상 등

· 상태정보 : 누수 발생지점 표시

· 경보 : 누수발생

· 상태정보 : R/S/T상 전압/전류, 역률, 전체(전류, 전력, 전력량), 차단기별(전류, 전력, 전력량), CO2 발생량 등

· 경보 : 상태정보의 임계치 초과에 따른 경보 발생

· 상태정보 : 온도, 습도 값

· 경보 : 임계치를 벗어날 경우 경보 발생

· 상태정보 : 출입통제시스템 정상여부

· 경보 : 불법침입, 장비 불량 등

· 상태정보 : 실시간 영상 연동, Pan/Tilt/Zoom In/Out 제어

· 연동 : 이벤트 발생에 따른 카메라 자동 제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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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olution
UbiGuard-RTLS(Real Time Location Solution)

UbiGuard-RTLS 소개

구성도

시나리오

방문객 신청 방문객 접수 보안과
보안레벨 설정

방문자 이동경로 저장허가 외 구역 출입 시 경보

보안레벨에 따른
송신기 발급

모니터링 데이터

방문부서 이동

방문자 위치 실시간 추적

RTLS(Real Time Location Solution)란 사물이나 사람에 RTLS Tag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솔루션으로,

접근 제한지역 내에서 방문자의 출입현황,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제공합니다.

· Anchor를 통해 Tag의 위치 파악 및 실시간 위치 전송

· 발급, 반납 정보를 서버에서 수집 및 검색

RTLS Server POE Hub

Anchor

1F 2F 3F

Anchor Anchor

Tag Tag TagTag Tag TagTag Tag TagTag Tag Tag

Anchor Anchor Anch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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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태그 이동경로 표시 : 경보창

메인화면 : 방문자 상세정보 입력 후

방문자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태그 상단에 세부정보가 표시됨
(설정 창에서 안 보이도록 편집 가능)

· 태그가 인가되지 않은 구역에 출입하면 접근을 감지하여
     경보 사운드 및 팝업을 띄움

· 다시 인가된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에 경보를 해제
     (태그 별 접근 권한 편집 가능)

기대효과

인원 현황

아웃룩 바

장애 알림

옵션 정보

상세 정보

경보발생

RTLS
보안사고 예방

사후 규명

안전 관리

· 위치 및 출입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안서버와

     연동을 통해 비정상 출입 발생시 경고

· 위치인식시스템에 따른 보안 인식 강화

· 방문자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보안침입 확인

· 방문자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사후 재발 방지

· 방문자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 화재 및 가스 유출사고로 인한 방문자 위치

     파악 및 대처

· 긴급상황 발생 시 호출 기능을 통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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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olution
INNOWATCH - Video monitoring Solution

INNOWATCH 소개

구성도

INNOWATCH 제품구성

INNOWATCH는 관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상황판에 융합 표출하고 직관적인 통합 제어환경 및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상황실 토탈 솔루션입니다.

CM VW VWCM
DP DP

OR OR

Video/Data Input
Control Signal
Internal Network
Optional

DP

MD
MD

AI

RC RCRC

항목 기능 설명

CM
(매인운영서버)

상황판 운영 및 제어를 통합 수행

· Map과 카메라 영상 확대/축소/이동

· DP와 동기화 하여 여러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처리

· 자유로운 화면 구성 (Mosaic View, Map View 혼합)

· GIS Map (Google, Bing, Arc GIS) 편집 가능

DP
(화면표출서버)

수집된 CCTV 카메라, PC 화면을
상황판에 표출

· CM과 동기화 하여 여러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처리

· Map과 카메라 영상 융합 표출

· 최대 400ch 동시 표출

MD
(영상처리서버)

영상소스를 전송하고 분배
· HD(1280*720) 36채널 동시 표출

· SD(720*480) 72채널 동시 표출

· 최대 150채널 (320*240) 동시 표출

RC
(저장분배서버)

영상소스를 저장하고 분배

· HD(1280*720) 36채널 동시 표출 및 저장

· SD(720*480) 72채널 동시 표출 및 저장

· 최대 150채널 (320*240) 동시 표출

· 카메라 단일 스트림으로 부터 Live와 Recoding 분리 전송

AI
카메라를 제어(PTZ) 및
DB를 저장하는 제품

· PTZ 카메라 제어 모듈 탑재

· 카메라 정보, 시나리오 정보 저장

DR
(Directory 서버)

저장영상 린덱스 및
알람 이력저장 관리

· 다중 RC구성 시 필요

· AI기능 내장

VW
CM과는 별도로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하는 제품
(상황판 제어 불가)

· Map과 카메라 영상 확대/축소/이동

· DP와 동기화 하여 여러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처리

· 자유로운 화면 구성 (Mosaic View, Map View 혼합)

· GIS Map (Google, Bing, Arc GIS) 편집 가능

EXT.DEVICE

DISPLAY DISPLAY DISPLAY

CCTV

RD

PC

CP/ST

URL CCTV ALARM DATA

DP DP DP

MD

CM

RC RC

DR DR DR

VW VW



INNOWATCH 구성

INNOWATCH 주요기능

입력(INPUT Source)

CM (Main operating server)
“통합관제를 한곳에서 처리”

맵구성(Customized MAP)분배(Distribution)

저장(Record & Store)

표출 & 제어 관제 (Monitor)

· 카메라 원본 화질 보존

· PC화면, 웹, DATA 등 이질적인
     관제요소 수용

· 카메라 입력 무제한 수용

·이미지, 도면 등 활용 · 구글맵, Bing맵, ESRI 

     Arc GIS맵 연동

·실제 설치지점에 위치

    시켜 투망 감시에 활용

· 카메라 및 PC 화면 LIST

· Drag & Drop으로 화면

     표출

·주요지점 카메라 고정

    표출 (변경가능) · Application 화면 상시

     표출(원격 제어 가능)

·외부 소스로부터 주요 관제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표출(수위, 기상, 교통량, 장비상태 등)

· 자유로운 화면 분할

· 설정시간에 따른 화면 전환

· 특정 화면 레이아웃 저장

· GIS맵(구글/Bing/ESRI맵), 도면 등
     자유로운 편집

· 영상, PC화면, Data 등이 맵에
     완벽히 융합

·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영상처리량을
     자동 조절하여 대역폭 조절

· 원거리 전송시 효율적 운영 환경 제공

· 탁월한 HD 동시저장 능력(HD
     36ch / SD 72ch)

· 상황판을 한 화면처럼 자유롭게 운용

· 압도적 영상 표출 능력(모니터당 최대
     400CH 동시 표출)

· 다양한 관제 소스 한눈에 파악

· 관제, 알람 대응, 장비제어를 한자리
     에서 통합 수행

| 상황판 제어

· 자유로운 화면 구성

· 표출 시나리오 저장

· 상황판 실시간 동기화

| PTZ

카메라 영상 위에서

직관적으로 제어

(별도 제어용 컨트롤 제공)

| 알람 대응

알람 발생 시 시나리오에

의한 자동 처리 (시각/음향

효과, 특정위치 표출 등)

| 장비 제어

TV, Audio, 경광등, 조명 

등 각종 IP 및 Serial 장비 

제어

| 원격 제어

관제화면에서

직접 원격PC 제어

Custom Map GIS 상용맵

카메라 영상 입력 소스 관리

카메라 분할 화면 외부시스템
운영 단말 화면

DATA 편리한 화면 구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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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solution
사업 개요

IT 인프라

사업 개요

사업 영역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길은 고객사의 컴퓨팅 자원이 빠르고 쉬우면서도 항상 Hot Running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객의 Needs를 정확히 컨설팅하고 차별화된 H/W, S/W Solution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Best in Business” 환경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스템컨설팅 판매 / 기술지원 사후관리

· 고객의 Needs를 정확히 분석

· 고객 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컨설팅

· 시스템 판매 및 설치

· 부문별 정예 엔지니어 확보

· Technical Support Service

· 연중 지원체제 운영(24x7x365)

· 전국 상주 지원체제 운영

Hardware 제품군

HPE ProLiant – Micro,ML,DL,XL HPE BLADE Server

HPE ProLiant 포트폴리오

- 낮은 TCO로 공동 작업 및 파일 공유를 지원하는 최저 가격대의 마이크로 서버

- 원격/지점 사무실 및 성장하는 회사를 위한 확장 가능한 타워 서버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가상화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공간 제약적인 환경을

   위한 다용도의 랙 최적화된 서버

- 데이터 센터나 기업 전반에 가장 까다로운 작업 부하를 처리하는 스케일업 서버

HPE 블레이드 서버

-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엔터프라이즈 작업 부하를 위해 설계

- 기존 인프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혁신에 필요한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

랙 서버와 비교 시 블레이드의 장점

1. 비용 최대 68% 절감           2.가동 중지 시간 90% 감소

3. 66배 더 빨라진 작업 부하 배포



HPE Storage

HPE Hyper Converged System

HPE Integrity

HP Workstation

HPE 3PAR StoreServ 스토리지

- 가상화와 ITaaS를 위해 구축된 계층, 스토리지는 미드레인지, 엔터프라이즈 및

   All-flash 어레이 지원 블록, 파일, 객체 액세스 기능을 갖춘 단일 플래시에

   최적환 된 설계

백업, 복구 및 아카이브

- 3PAR StoreServ용 통합 백업과 더불어, 완전한 컨버지드 백업

하이퍼컨버지드 시스템

간소하고 혁신적인 일체형 가상화 솔루션이 컴퓨팅,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정의 인텔리전스를 통합하여 클라우드 속도로 VM을 배포하고

IT 운영을 간소화하며 비용을 절감

미션 크리티컬을 위한 설계

- intel Itanium에서 Xeon x86 architectures까지,

Linux에서 HPE-UX Open VMS까지. 

   NonStop 100% 내결함성을 가진 integrity 제품군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미션 크리티컬 환경에 제공

HP Z 워크스테이션 솔루션

빠른 처리 능력 으로 창의적인 작업에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HP Z 워크스테이션은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무한한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최신 프로세싱, 그래픽 및 혁신적 기술이 집결된 HP Z 워크스테이션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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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solution
HPC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란?

시스템 논리적 구성도

고성능 컴퓨팅은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후 연구, 물리적 시뮬레이션, 자동차 설계, 재무 모델링, 데이터 마이닝 등

고도로 계산 집약적인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기존 도입된 Blade 인클로저를 최대한 활용,  안정성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

새로이 고려된 계산네트워크인 Infiniband 구성을 위한 가격대비 성능 고려

공유파일시스템으로 활용될 NFS 또는 NAS 솔루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공유 외장 스토리지의 용도별 성능 감안한 구성 고려 및 백업시 부하 분산 검토

특수용도 서버 중 대용량 그래픽 처리 서버를 위한 별도 아키텍처 고려

계산 네트워크(Infiniband 4x FDR 56Gbps, EDR 100Gbps)

·HPC 최적화 장비로 인한 상면 / 전력 / 관리의 효율화

·계산네트워크인 Infiniband 구성으로 가격대비 성능 향상

    -기존 Network: 10Gbps / Infiniband Network: 56Gbps, 100Gbps

각 년도별 Cluster

IB Master Switch
x2EA

각 년도별 Cluster

각 년도별 Cluster

Storage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HPE Blade

HPE Apollo
테이터 네트워크 (1Gbps)관리 네트워크 (100Mbps)

계산
노드

Storage
관리서버 Storage

계산
노드



가상화(서버 가상화)

서버 가상화란?

가상화 주요 기대 효과

IT 기민성을 활용해 비즈니스 가치 증대

한정된 물리적 서버자원을 논리적인 파티셔닝을 통해 복수의 가상머신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복잡성 감소
운영 및 유지 보수 단순화

Traditional
Architecture

Virtual
Architecture

01 02 03현격한 비용 절감
투자로 가치 창출의 기회 확보

유연성, 민첩성 증가
비즈니스 요구 예측 및 충족

VMware

VM VM VM

STORAGE STORAGENETWORK NETWORK SERVERS

Virtual Infrastructure

Virtual Machine Virtual Machine Virtual Machine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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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solution
가상화(데스크탑 가상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중앙에서 관리되는 가상화 서버 및 가상화 데스크탑

데스크탑 가상화(VDI)란?

사용자의 데스크탑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중앙집중 관리를 통해 보안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환경 유지가

가능하게 만든 기술

1

1

12

3

3

4

5

6

vSphere 환경(vCenterServer+ESXi)

VMware View Composer

VMware View Manger

VMware ThinApp

Active Directory

Client

·가상데스크탑 (=가상머신)의 통합 관리

·제공하는 View의 강력하고 견고한 플랫폼

·Linked Clones을 제공하는 View의 컴포넌트

    OS 및 패치의 일원관리와 배포, Storage

    비용절감

·View Client와 가상데스크탑의 접속 중계

·View Administrator에 의한 View 전체관리

·OS에 의존하지 않는 가상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구축하는 제품

·View와 연계하여 가상데스크탑에 배포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정책 관리 제공

View 매니저 vCenter 서버
Thin App 서버

Parent 이미지

Active Directory

VM

VMware vSphere VMware vSphere

VM VM

랩탑Zero
클라이언트

링크된
클론

데스크탑

·사용자의 이동성에 대한 제약을 해소

·PC, 랩탑, 제로클라이언트 씬클라이언트,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단말기 지원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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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 구축 필요성

“ 보안성 강화, 편의성 증진, 비용절감을 통한 Green IT 구현 ”

강화된 보안

· 모든 사용자 데스크탑의 데이터는 방화벽 내의 안전한 서버, 스토리지에 저장됨

· 미인증 저장장치를 이용한 자료의 외부 유출이 불가능함

· 망분리를 통해 각 망간의 데이터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됨

편의성 증진
· 장소 , 접속 기기의 제약 없이 데스크탑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구현

· 사용자 데스크탑의 관리를 중앙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음

비용 절감

· 전력 사용량 절감

· PC환경 대비 유지보수 비용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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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solution
클라우드

개념

특징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기술

- 개인이 가진 단말기를 통해서는 주로 입/출력 작업만 이루어지고, 정보분석 및 처리, 저장, 관리, 유통 등의 작업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 시스템 형태

-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주문형 self 서비스 

사용자 직접 요청 → 사용

자원 Pooling

필요에 따른 유동적 할당

(자원의 추상화)

종량제 서비스

이용기반 과금(SLA)

민첩한 탄력성

신속한 자원 할당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

플랫폼에 독립적 접근

(PC, Smart Phone, 태블릿..) 

다중소유(Multi-Tenancy)

싱글 인스턴스 다중공유

“ 필요한 IT 자원을 즉시 이용 및 활용,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Pay as you go.”

클라우드 컴퓨팅 & 서비스



다양한 IT환경에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Hybrid Delivery와 이건을 효과적으로 실현케하는 오픈스택 기반의

Open Architecture와 복잡한 IT환경 전 영역을 서비스 할 수 있는 Full-ranged Portfolio를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유연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축 및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과 적용에 있어 기업의 물리적/가상지원, Private/Public, 클라우드/Non 클라우드의 모든 범위에 포괄적인

클라우드 전략을 구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 틀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되고 운영관리 되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IT환경의 Hybrid Delivery는 오픈스택을 통해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오픈 스택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자사전략에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오픈 소스 기반의 OpenStack만이 다양한 환경간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구현 가능 ”

OpenStack은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를 위한 유일한 기술

Helion Cloud 전략

Hybrid Delivery Open Architecture Full-ranged portfolio

·Public, private, managed 클라우드와

   전통적 IT 환경에서 서비스 운영

·모든 종류의 플랫폼을 지원하며,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솔루션 제공

Traditional Private

Private

Managed

Managed

Public

Public NetworkStorageServer

·오픈 아키텍처만이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모델을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 

·공통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OpenStack을

   전략적으로 선정

·Public, private, managed 클라우드 및 전통적 IT 환경에서

   완벽한 서비스 통합

·특히 기존의 전통적 IT와 클라우드 환경은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를 통해 연계

·OpenStack 기반의 오픈 아키텍처가 하이브리드 딜리버리를

   위한 통합을 가능케 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전 영역에

   걸친 포트폴리오 보유

·컨설팅, 전환 및 운영에 이르는 “The New 

   Style of IT”를 위한 end-to-end 서비스

   제공

01 02 03

Information
Applications

Infrastructure
Cloud

Software

HPE Cloud 
Services

HPE
CloudSystem

Enterprise
Cloud Services

Services

하이브리드 딜리버리

기술 기반 및 공통 아키텍처로서의 OpenStack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Traditional Private
Cloud

Managed
Cloud

Public
Cloud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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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solution
통합 유지보수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IT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IT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의 효율성,

인프라의 가용성, 비용절감 효과를 이룰 수 있는 통합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 인프라 안정적 / 효율적 통합 관리

ICOMER 지역사무소

효율성 향상 가용성 향상 비용절감 효과

· 장애 프로세스 통합 관리

· SLA 단일 기준 통합 관리

· 복합 장애 관리

· 벤더별 통합 계약 관리

· 단일 창구 및 책임 일원화

· 장애 이력 관리 및 보고서 지원

· 계약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 프로세스 개선

· 오버헤드 감소

· 통합된 단일 기술 지원 체계 제공

     (SPOC: Single Point Of Contact)

· 365일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 가용성 증대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 현장 실무 교육 및 자료 제공

지사 : 동탄

지사 : 천안

지사 : 수원

본사 : 영등포

Sales + Consultant
Engineer

Part Room
Demo Room

지사 : 구미

해외 : 르완다 해외 : 베트남 해외 :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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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커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003호, 1106호 (우 07299)
www.icomer.com
TEL:(02)466-3700 , FAX:(02)466-3760

ICOMER is Yours
Think New!!


